
International Hikers FAQ (외국인이 자주하는 질문) 

 

1. Jeju Olle Trail General Info (올레 관련 정보) 

Guidebook/ 

Leaflet 

(가이드북) 

Jeju Olle Trail https://www.jejuolle.org/ 

We provide free guidebook and leaflet in English. They include 

information about starting/finishing point of all the routes. You can 

receive such materials at our information center as well as our official 

website 

저희는 시작점과 종점 등 올레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무료 

가이드북/리플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제주올레 안내소 

및 제주올레 홈페이지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Jeju Olle 

Passport 

(패스포트) 

- Price(가격): 20,000won 

- Purchase Site (구매처) 

: Jeju Olle Tourist Center(Seogwipo-si) 

Ganse Lounge(Jeju-si) 

Jeju Olle  Information Center at Jeju Olle Route # 1, 4, 5, 10, 11 

 

제주올레 여행자센터, 갂세라운지, 제주올레 안내소(1,4,5,10,11 코스) 

Olle walkers/ 

Olle ENG 

guide 

(외국인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채널) 

Search “Olle walkers” in FB (페이스북 Olle Walkers 그룹 가입) 

- Fellow hikers of Jeju Olle Trail provide assistance and share 

tips/information through Facebook group.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올레길을 걷는 외국인들 갂에 정보와 팁을 

공유하는 등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Olle English guide website https://jejuolletrailguide.net/ 

- You may recieve information about Jeju Olle Trail through English 

guide website run by volunteer of Jeju Olle Trail.  

- 아래는 올레 영어 가이드 웹사이트 입니다. 올레에 관한 다양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groups/ollewalkers/


2. Transportation(교통) 

Q) How do I get to starting/finishing point of route? //  

How do I get to my accommodation? 

올레길 시종점에는 어떻게 가나요? / 숙소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Mobile 

Application 

 

 

Kakaomap 

Navermap 

Please download following GPS based mobile applications on your 

phone which provide English services. They will be very useful guidance 

in the island.  

- Kakao or Naver map (Application) is the best way to check bus 

schedule or find the Jeju Olle Trail routes in JeJu. Most importantly, 

They provides English version 

- “KakaoMap” and “Naver map” are available both  at  

 Playstore(Android) or Appstore(iphone) 

- If you don‟t know the exact name of starting/finishing point of the 

routes, you can find it in the Jeju Olle guidebook or Jeju Olle official 

website(https://www.jejuolle.org/)  

 

아래의 위치기반 모바일 앱을 다운 받아주세요. 영문 지원이 가능하며 

제주도에서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 카카오맵, 네이버맵 사용은 버스를 확인하거나, 길을 찾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어플은 모두 영어 버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두 Playstore(안드로이드), Appstore(iphone)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올레길 시종점에 관한 정확한 이름을 몰라 검색이 어렵다면, 

제주올레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거나 제주올레 웹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https://www.jejuolle.org/main.do?lang=en


 Taxi 

  

 
 

 

 

 

제주 글로벌 택시(1899-4314) : 제주도청 제공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택시 

서비스로 지역 택시와 가격 비슷 

(제주도내 지역별 택시 정보) 

(제주시) 

(우도면) 

(조천읍) 

(구좌읍) 

(애월읍) 

(대정읍) 

(안덕면)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서귀포시) 

(한경면) 

(한림읍) 



 About Ferry(배편)  

: Jeju Olle Trail includes 3 islet routes, #1-1 Udo, #10-1 Gapado, #18-1 Chujado and. If 

you want to hike these routes, you should take a ferry. Remember that schedule may 

change without notice depending on weather. So you should monitor weather and check 

the schedule properly.  

: 올레길은 3개의 섬코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1 우도, 18-1 추자도 그리고 10-1 

가파도를 걸으시려면 배를 타야합니다. 배를 탈 때에는 배편이 날씨나 상황에 따라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1) Jeju Olle Trail Route #1-1 U-do(우도) 

: Take a ferry at the Seongsanpo harbor ferry terminal. You do not have to make 

reservation as ferry runs every half hour from 07:00 to 18:00. Since they don‟t provide 

website in English, you can use phone call to ask more details. (TEL 064-782-8425 but 

you should know that operator may not be fluent in English) 

: 우도에 가려면 성산포항에서 배를 타야합니다. 우도에 가는 배는 예약이 안됩니다. 

대싞 매일 07:00~18:00사이에 30붂 갂격으로 배가 있습니다. 영어 웹사이트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더 자세한 문의는 젂화를 통해야 합니다. (TEL 064-782-8425 영어가 미숙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Seongsanpo ⇔ U-do(Time Table) 

성산포 ⇔ 우도  

Period 
Jan,Feb,Nov,Dec 

1, 2, 11, 12월 

Mar, Oct 

3월, 10월 

Apr, Sep 

4월, 9월 

May,June,July,Aug 

5,6,7,8월 

Depart 
U-do 

우도 

Seongsan 

성산 

U-do 

(우도) 

Seongsan 

(성산) 

U-do 

(우도) 

Seongsan 

(성산) 

U-do 

(우도) 

Seongsan 

(성산) 

 



2) Jeju Olle Trail Route #10-1 Gapa-do(가파도) 

Jeju, Unjin-hang(harbor) ⇔ Gapa-do(Time Table) 

운진항 ⇔ 가파도 

Departure time(Jeju) 운진항 출발시간 

09:00, 11:00, 14:00, 16:00 

Departure time(Gapa-do) 가파도 출발시간 

11:20, 14:20, 16:20 

Must be reserved in advance(at least 1day before) 최소 하루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TEL) 064-794-5490 / URL) http://wonderfulis.co.kr/ 

As English service is unavailable on website, you should get help from your 

hotel/guesthouse, etc.  

 

3) Jeju Olle Trail Route #18-1 Chuja-do(추자도) 

: If you want to go Chuja-do, you should take a ferry at the Jeju Ferry Terminal. There 

are two shipping companies to Chuja-do.  

: 추자도를 가려면 제주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타야하며, 추자도에 가는 선박회사는 

2곳이 있습니다.  

: These are their websites (추자도행 선박회사 주소): 

 1)http://seaferry.co.kr/en/   2) http://www.hanilexpress.co.kr/en/ 

Jeju ⇔ Chuja-do(Time Table) 

제주항 ⇔ 추자도 

Departure time(Jeju ) 

제주항 -> 추자도 출발 시간 

 

Jeju Ferry Terminal -> Sangchuja-hang 

(상추자항 도착 선박) 

09:30(Queenstar2)  

 

Jeju Ferry Terminal -> Hachuja-hang 

(하추자항 도착 선박) 

13:45(Red pearl) 

Departure time(Chuja-do)  

추자도 -> 제주항 출발 시간 

 

Sangchuja-hang -> Jeju Ferry Terminal  

(상추자항 출발) 

16:30(Queenstar2) 

 

Hachuja-hang -.> Jeju Ferry Terminal 

(하추자항 출발) 

10:00(Red pearl) 

Holiday : 1st, 3rd Wednesday(Queenstar2)/ 2nd,4th Wednesday(Red pearl) 

휴무일 : 퀸스타2 – 1,3번째 수요일 / 레드펄 – 2,4번째 수요일 

 

 

http://wonderfulis.co.kr/
http://seaferry.co.kr/en/
http://www.hanilexpress.co.kr/en/


 Seogwipo Electric city tour bus (서귀포 시티투어 버스) 

- Starting/Finishing Point(시/종점): Seogwipo five day market (서귀포오일장) 

- Payment(결제) : Payment in cash or transportation card when you take the bus  

- Boarding place(탑승장소) : Every City tour bus stop (시티투어 버스 정류장) 

- Time(시간) : 09:00~21:35 (Interval 35min~40min / 35~40 붂 갂격) 

- More details(자세한 내용) : http://seogwipocitytour.jejudoevent.com/ 

 

 Airport Limousine (공항버스 안내 / 공항버스 스케줄 별첨) 

 

 

 

 

 

 

 

http://seogwipocitytour.jejudoevent.com/


3. Route Recommendation(코스 추천) 

Q) Which route is the best? // If I stay in the Island short period of time, which routes? 

- Because every hiker has their preference and taste, it is difficult to give a definitive 

answer. But, we provide customized route in our official website. 

(https://www.jejuolle.org) 

제각각 좋아하는 코스가 달라 추천은 어렵습니다. 제주올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코스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Click „Before the walk‟ tab in our website(홈페이지에서 „Before the walk‟ 탭을 

클릭해요)  

2) Enter the „Customized Route‟ menu. If you input your information to the 

website, you can get a customized route that fits your purpose of visit. 

(„Customized Route‟메뉴에 들어가셔서 자싞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싞에게 맞는 

맞춤형 코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Also, our old friend and volunteer provides recommendation and tips on exploring 

Jeju Olle Trail for foreign hikers. Please visit the following website.  

(외국인 올레꾼이자 자원봉사자인 Jim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정보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 Link : https://jejuolletrailguide.net/ 

 

4. Accommodation(숙박) 

- Please refer to the information on our website and guidebook.  

제주 올레 공식 홈페이지와 가이드북을 참고해주세요.  

 

- Because our information is limited in term of numbers, we recommend using 

relevant travel application or search engine.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list:   

그러나 모든 숙박업체에 관한 정보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더 많은 숙박업소를 

찿으실 때는 앱이나, 검색엔진을 이용해 주세요. 아래 있는 웹사이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Airbnb : https://www.airbnb.com/ 

Booking.com : https://www.booking.com/ 

Hotels.com : https://hotels.com/ 

Hotelscombine : https://www.hotelscombined.co.kr/ 

https://www.jejuolle.org/
https://jejuolletrailguide.net/
https://www.airbnb.com/
https://www.booking.com/
https://hotels.com/
https://www.hotelscombined.co.kr/


- You should check and consider the location of accommodation and route you‟re 

planning to go. Using kakao map application will be helpful.  

숙소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숙소의 위치와 계획중인 올레길 루트를 감안해야 

합니다. „카카오맵‟을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Weather(날씨)  

- Visit official website of KMA(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http://m.kma.go.kr/m/eng/ 

아래에 있는 KMA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주 날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You may also search by „Weather Jeju‟ in google.  

또한, 구글에서 „Weather Jeju‟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6. „Walk together‟ program(올레길 함께 걷기 프로그램) 

- We provide various thru walk programs. You can participate in any program you 

want.     저희는 다양한 올레길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Daily walk together(아카자봉과 함께 걷기) 

- Everyday on every different route 매일 진행, 매번 다른 코스 

- Lead by Jeju Olle Volunteers who graduated from Jeju Olle Academy  

제주 올레 아카데미를 수료한 자원봉사자가 길 안내 

- Send E-mail( jejuolle@jejuolle.org) for registration and inquiries.  

  (사무국으로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② Monthly Clean Olle(클린 올레) 

- Every 2nd / 3rd Saturday 매월 둘째/셋째 주 토요일 

- Clean Olle is a trail cleaning campaign on Jeju Olle Trail  

클릮올레는 올레길의 쓰레기를 주워 길을 깨끗하게 하는 홖경 캠페인입니다. 

 

③ Monthly Walk together (벨레기간세와 함께 걷기) 

- Every 4th Saturday 매월 넷째주 토요일 

- Lead by youth volunteer, the various events prepared by our youth group  

제주올레 청년자원봉사자 모임인 벨레기갂세와 함께 올레길 걷기 

 

 

http://m.kma.go.kr/m/eng/


7. Money Exchange 

 

1) ATMs 

- ATMs accepting foreign cards are common: look for one that has a „Global‟ 

sign or the logo of your credit-card company. ATMs often operate from 7am to 

11pm but some are 24-hour. Restrictions on the amount you can withdraw in 

one transaction can vary but is usually around ₩1,000,000 per days  

해외 카드가 가능한 ATM이 많습니다. „global‟이 표시되어있거나,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로고가 적힌 ATM을 찾아보세요. ATM은 주로 

7시~11시사이에 운영되며 24시갂 운영도 가끔 있습니다. 한번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양하지만 보통 하루에 100만원 사이입니다. 

 

2) Banks 

- Many banks offer a foreign-exchange service. Visit the nearest bank. But keep 

in mind that the amount/variety of currency is limited.  

많은 은행이 홖젂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은행에 가보세요. 하지만 홖젂할 

수 있는 돈의 양과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8. Additional Information(추가 정보) 

Translating websites (번역 사이트) 

https://translate.google.co.kr/ (available for voice translating)  

https://papago.naver.com/ 

Translating application.(휴대폰 번역 앱) 

  

Google translate 

 

papago 

Translating service(Free) 통역안내전화(무료) 

- One-stop helpline available as a public service 

for local and international travelers, Just call 

지역 및 국제 관광객 안내를 위한 공공 서비스 

-Travel information 

관광 안내 

-Multilingual assistance 

다국어 지원 

-24/7 Service 

24시갂 무휴 

Inquiries (사무국 스탭 문의처) 

Rachel Kim 

TEL) 070-4264-9521 

E-mail) Jejuolle@jejuolle.org 

 

 

 

 

 

 

 

 

 

 

https://translate.google.co.kr/
https://papago.naver.com/


Useful Question list in English and Korean to know(자주 묻는 생활 외국어 질문) 

*You may take a photo of this page.  

 

 영어  한국어 

1. Where is the toilet? 1.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2. Where is the bus stop?  2. 버스정류장이 어디인가요? 

3. Where is the nearest restaurant? Can 

you recommend one? 

3. 근처에 가까운 식당 있나요?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4. Is there a restaurant for vegetarian 

nearby? 

4. 근처에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당이 

있나요? 

5. Where is the convenience store or 

supermarket?  

5. 편의점이나 슈퍼 어디있나요? 

6. What kind of place is here? 6. 여기는 뭐하는 곳인가요? 

7. Is there any tourist attraction around 

here? 

7. 주변에 어떤 관광지가 있나요? 

8. Can you recommend accommodation 

nearby? 

8. 주변에 숙소를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9. Can I get a tour map? 9. 관광 지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10. Can you call a taxi for me? // How 

can I call a taxi? 

10. 택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 택시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11. Can I get a call taxi company‟s 

phone number? 

11. 콜택시 회사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12. Is there a place where I can rent a 

bike or bicycle? 

12. 자전거나 오토바이 렌트할 수 있는 곳 

있나요? 

13. What kind of bus should I take to 

go to the airport? 

13. 공항으로 가려면 어떤 버스 

타야하나요? 

14. Where is the airport bus stop? 14. 공항버스 정류장이 어디인가요? 

15. How can I take the city tour bus? 15. 시티투어버스는 어떻게 타야할까요? 

16. Where is the bank? 16. 은행이 어디있나요? 

17. Where can I exchange my money? 17. 환전 어디서 해야 하나요? 

 


